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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new antithrombotic drugs have been developed and approved to use in clinical practice recently. Dabigatran, a direct 
thrombin inhibitor, and rivaroxaban, a factor Xa inhibitor, have been approv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to prevent 
stroke in patient with atrial fibrillation. Apixaban, another factor Xa inhibitor, showed good results in clinical trial and is wait-
ing for approval for clinical use. New antiplatelet agent, terutroban, selective thromboxane A2 receptor inhibitor, failed to prove 
the efficacy over the aspirin in secondary stroke prevention. Vorapaxar, a new antiplatelet agent that inhibits thrombin through 
PAR-1 antagonism, showed a high incidence of intracranial hemorrhage in patient with a history of stroke. (Korean J Stroke 
2012;14: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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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항응고제

항응고제는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의 예방을 위하여 사

용되는데 특히 비타민 K 길항제인 와파린은 경구용 항응고

제로서 수십 년간 널리 사용되어 왔고 많은 임상연구를 통

하여 뇌경색의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다.1 그러나 와파린은 

몇 가지 단점으로 인하여 실제 임상에서는 적응증에 비해 적

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2-5 와파린은 매우 좁은 범위의 적

정 약물 농도로 인하여 약물이 적게 사용되거나 또는 과량

으로 사용될 경우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 또한 약동학적, 약력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약물 

및 음식물과의 상호작용으로 약물 농도가 변화할 수 있어, 

정기적인 약물 효과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와파린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항응고제가 개발되었는데, 

이들은 응고과정의 단계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며 다른 약물 

및 음식과의 상호작용이 적고 약물 효과의 정기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Figure 1). 새롭게 개

발된 약물 중 dabigatran과 rivaroxaban은 비판막성 심방세

동 환자에서 허혈성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사

용이 외국 및 국내에서 허가되었으며, apixaban의 경우 긍

정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나와서 현재 미국식품의약국(FDA)

에서 사용허가가 검토되고 있다. 이 약물들에 대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임상시험과 약물기전 및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Dabigatran

Dabigatran은 현재 사용 허가된 유일한 경구용 항트롬

빈 제제이다. 경구 투여시 체내에서 dabigatran etexilate

가 장세포 내의 에스터가수분해효소에 의하여 dabigatran

으로 전환되어 작용한다.6 Dabigatran etexilate는 위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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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산성 환경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주석산염이 포함

된 캡슐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경구 투여 30분-2시간 이

후 혈중 약물 농도가 최고에 달하며, 혈장반감기는 7-9시간

이고, 노인에서는 12-14시간이다. 따라서 하루에 2회 투약

을 권장한다. 약물의 약 20%는 담도계를 통하여 배출되며 

cytochrome P450 system (CYP)은 dabigatran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활성화된 대사산물을 만들지 않는다. 

약물의 80%는 변환되지 않은 채 신장을 통해 배설된다.7 고

관절과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

맥혈전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효한 약물 용량

에 대하여 연구되었고(BISTRO I, II),8,9 저분자량헤파린제인 

enoxaparin과 비교 연구(RE-NOVATE, RE-MODEL)에

서10,11 항응고 효과와 부작용 발생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나 2008년부터 유럽에서 사용이 허가되었다. 이후 심방세

동 환자를 대상으로 와파린과 dabigatran을 비교한 대규모 

다기관임상연구(RE-LY)가 이루어졌다.12,13 각각 dabiga-

tran 110 mg 또는 150 mg을 1일 2회 투여한 환자군과 적절

한 용량의 와파린(INR 2.0-3.0)을 투여한 환자군을 비교하

였을 때, 110 mg의 경우 와파린에 비하여 뇌졸중이나 전신

색전증 예방 효과가 비슷하였고, 150 mg의 경우 효과가 더 

좋았다. 중대한 출혈의 발생은 110 mg의 경우 와파린에 비

하여 약간 낮았으나, 150 mg은 와파린과 비슷하였다.

크레아티닌청소율이 50 mL/min 미만인 환자군을 80 

mL/min 이상인 환자군과 비교하였을 때, 심각한 출혈의 위

험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14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 

mL/min 미만인 심한 신부전 환자에게 dabigatran을 사용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RE-LY 연구에서 조사하지 않은 

용량이지만, FDA에서는 심한 신기능 장애 환자에게 75 mg

을 1일 2회 투여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환자의 나이가 점차 

증가할수록 두개내 및 두개외출혈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나이가 75세 이상일 경우에 150 

mg의 dabigatran을 투약한 경우 두개내출혈의 위험은 증가

하지 않았으나 심각한 두개외출혈의 위험은 와파린을 투약

한 환자군에 비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Dabigatran이 흡수

되기 쉽도록 주석산염이 포함된 캡슐로 투약되는 것과, 나이

가 증가할수록 위장관 병변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두개외출혈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75세 

이상인 환자에게는 저용량을 투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 약 7,000명의 환자에게 두달간 dabigatran을 

투약한 이후 출혈 부작용이 78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44명을 조사한 결과 75세 이상이거나 신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가 35명으로 밝혀졌다.15 Dabigatran은 FDA에서 150 

mg 1일 2회 투약과 심한 신기능 장애의 경우 75 mg 1일 2

회 투약을 승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50 mg 1일 2회 투약 

외에 출혈 위험이 있는 환자군에게 110 mg 1일 2회 투약도 

승인되었다.

Rivaroxaban

Rivaroxaban은 혈액응고인자 Xa를 선택적으로 억제하

는 약물이다. 경구 투여로 활성화되는 oxazolidone 유도체

로써,16 생체이용률은 80%에 달한다. 혈중 최고 농도는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 도달하며, 반감기는 9-13시간이다. 흡

수된 약물은 CYP3A4, CYP2J2 효소에 의해 일부가 대사되

고, 나머지는 CYP와 무관한 기전에 의해 대사된다. 약물의 

약 3분의 2는 신장을 통해 배설되는데, 이 중 절반은 비활

성 대사체로 배설된다.17 CYP3A4/P-glycoprotein 억제제

인 ketoconazole이나 ritonavir를 같이 투여할 때 생체이용

률이 2.5배 증가되고, CYP3A4 유도제인 rifampicin을 같이 

투여할 때는 생체이용률이 50% 감소된다.18 Rivaroxaban

은 고관절과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정맥혈전색전증을 예

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분자량 헤파린제인 enoxaparin과 

비교하여 임상연구들이 이루어졌고, 효과와 부작용이 비슷

한 것으로 나타났다.19,20 또한, 급성관상동맥질환 후 rivar-

oxaban의 투약 효과 및 적절한 투약 용량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연구에서 심혈관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위약

군에 비해 낮게 보고되었다.21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를 대

상으로 rivaroxaban 20 mg을 1일 1회 투약한 군(신기능 장

애 환자는 15 mg)과 와파린을 투약한 군(INR 2.0-3.0)으

로 나누어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예방 효과를 비교한 임

상연구(ROCKET AF)가 이루어졌다.22 이 연구는 다른 새로

운 항응고제(dabigatran, apixaban)를 가지고 진행된 연구

들에 비하여 CHADS2점수가 더 높은 고위험군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결과 rivaroxaban 투여군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발생이 1.7%/year로 와파린 투여

FIguRE 1. Coagulation cascade pathway is inhibited by the 
new oral anticoagu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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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2.2%/year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비열등함을 증명하

였다. 한편 출혈 발생은 rivaroxaban 투여군은 14.9%/year 

와파린 투여군은 14.5%/year로 두 군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치명적인 출혈(0.2%/year vs. 0.5%/year)이

나 두개내출혈(0.5%/year vs 0.7%/year)은 rivaroxaban을 

투약한 군에서 더 적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와

파린 투여군의 와파린 투약효과가 치료 범위 내에 있는 기

간(time in therapeutic range, TTR)이 평균 55%, 중앙값 

58%로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임상 연구(64-68%)에 비해 

낮다는 점 때문에 와파린 투여군의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였

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INR 조절이 잘 이루어

진 센터와 조절이 잘 되지 않은 센터 모두에서 rivaroxaban

의 효과는 와파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후 보고되었다. 

결론적으로, rivaroxaban은 심방세동 환자들에서 뇌졸중

과 전신색전증의 예방에 있어서 와파린과 비슷한 효과를 보

이고, 부작용의 발생 위험도 비슷하여 2011년 11월 FDA에서 

승인되었으며, 국내에서도 2012년 2월 말 승인이 되었다.

Apixaban

Apixaban은 rivaroxaban과 비슷하게 선택적으로 혈액응

고인자 Xa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생체이용률은 51-85%

이며 반감기는 9-14시간이다. 25%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

고, 75%는 간담도계대사와 장을 통해 배출된다. Rivar-

oxaban과 비슷하게 CYP3A4/P-glycoprotein 억제제인 약

물을 같이 투여할 경우 apixaban의 혈중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전신색전

증 예방을 위한 apixaban 약물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임상

연구(APROPOS)가 이루어졌고, enoxaparin이나 와파린 투

여 환자군에 비해 apixaban 2.5 mg을 1일 2회 투여한 환자

군의 예방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23 이후 심방세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효과와 부작

용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연구(AVERROES, ARISTOTLE)

가 비슷한 시기에 시행되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들 중 

비타민 K 길항제 투여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

로 apixaban과 아스피린의 뇌졸중이나 전신색전증 예방효

과 및 부작용을 비교한 연구인 AVERROES에서 apixaban 

5 mg을 1일 2회(고령, BMI가 낮은 사람, 신장애 환자는 2.5 

mg 1일 2회), 아스피린은 81-324 mg을 투약하여 비교하

였다.24 Apixaban이 아스피린에 비해 뇌졸중과 전신색전증

의 발생률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는 조기 종료되

었다. Apixaban 투여군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발생

이 1.6%/year, 아스피린 투여군에서 3.7%/year로 뇌졸중이

나 전신색전증의 발생 위험을 50% 이상 줄였으며, 두개내-

외 출혈이나 치명적인 출혈을 포함한 부작용 발생도 두 약

물 투여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ARISTOTLE 연구에서는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Apixaban 5 mg을 1일 2회 투약한 군과 와파린을 투약한 

군간의 뇌졸중과 전신색전증의 발생 및 심각한 출혈 부작용 

발생을 비교하였다.25 이 연구에서 와파린 투여군의 TTR은 

62%로 보고되었으며 심방세동 환자의 평균 CHADS2 점수

는 ROCKET-AF 연구에 비해서 낮으며 RE-LY연구와 비

슷하였다. Apixaban 투여군에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의 

발생이 1.27%/year로 와파린 투여군의 1.6%/year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심각한 출혈은 apixa-

ban 투여군에서 2.13%/year, 와파린 투여군에서 3.09%/

year로 apixaban 투여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게 발

생하였다. Apixaban은 아직 FDA에서 심방세동 환자의 뇌

졸중과 전신색전증 예방 목적의 투약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2012년 6월에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doxaban

Edoxaban은 경구로 투여되어 혈액응고인자 Xa를 직접

적으로 억제하는 약물이다. 생체이용률이 최소 50%으로 위

장관계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약물투여 후 혈중 최고 농도에 

1-2시간 후 도달하며 반감기는 약 8-10시간이다. 약 35%

는 신장으로 배설되고 나머지는 분변으로 배설된다.26 심방

세동 환자들을 대상으로 와파린과 edoxaban을 비교한 임

상연구에서 edoxaban을 60 mg 1일 1회 투여한 환자군에서 

와파린과 비교하여 심각한 출혈 부작용 발생 비율이 비슷하

였고, 30 mg 1일 2회 투여한 군에서는 출혈 부작용이 더 많

았다.27 이를 근거로 와파린과 edoxaban의 혈전색전증 예방

효과에 대한 비교 임상연구(ENGAGE AF-TIMI 48)가 진

행중이다.28

새로운 항혈소판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항혈소판제와는 다른 기전으로 작

용하는 새로운 항혈소판제(terutroban, vorapaxar) 및 기

존의 항혈소판제와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약물동

력학 특징을 가진 약물(prasugrel, ticagrelor, cangrelor)들

이 개발되었다. 이들 약물 중 prasugrel과 ticagrelor는 실

제 임상에서 관상동맥질환 환자에게 사용되고 있으나 뇌혈

관질환에서의 유효성 및 안정성은 아직까지 연구되어 있지 

않다. 한편 cangrelor는 정맥으로 투약하는 약제로 관상동

맥질환에서 임상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임상에서의 사용

허가는 받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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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utroban

Terutroban은 혈소판, 혈관내피세포, 단핵구, 평활근세포

에 존재하는 트롬복산 프로스타글란딘 수용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며 경구 투여로 활성화된다. 경구 투여 후 1-2시

간 뒤에 혈중 최고농도에 달하며, 반감기는 6-10시간이다. 

용량에 비례하여 트롬복산 A2에 의해 매개되는 혈소판 응

집을 억제하며 약물농도가 10 ng/mL가 넘을 때 최고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하루에 10-30 mg을 투약할 때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9 임상연구에서 관상동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terutroban 투여 시 혈류매개 혈관확장 및 

아세틸콜린 유도 혈관확장이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었고,30 

말초혈관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과 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terutroban을 하루 5, 10, 30 mg을 투약한 군에

서 비슷한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를 얻었다.31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terutroban이 혈전형성 억제와 혈관기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허혈성 뇌졸중 환자를 대

상으로 아스피린과 비교 임상연구(PERFORM)가 이루어졌

다.32 최근 3개월 내에 허혈성 뇌졸중이나 최근 8일 내에 일

과성 뇌허혈이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terutroban 투여군

과 아스피린 투여군 간에 허혈성 뇌졸중, 심근경색, 및 기타 

혈관계 사망의 발생을 비교하였으나, terutroban 투여군에

서 11%, 아스피린 투여군에서도 11%의 발생을 보여서 아스

피린과 비교하여 terutroban의 비열등성 검증에 실패하였

다. 출혈 부작용에 있어서는 심각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출혈은 두 군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소출혈은 terutroban 

투여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는 조기에 종료

되었다. 

Vorapaxar

Vorapaxar는 Protease-activated receptor (PAR)-1 억

제제로 PAR-1 억제를 통해 트롬빈에 의해 유도되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경구로 투여되어 생체이용률이 90% 이상

이며, 빠르게 흡수 및 분포가 이루어져 60-90분 뒤에 혈중 

최고농도에 도달한다. 반감기는 126-269시간으로 매우 길

어 혈소판 응집을 약 4주 이상 억제한다. 주로 담도계와 위

장관계를 통해 제거되며 CYP3A4에 의해 대사된다. Vora-

paxar는 다른 작용제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혈소판 응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트롬빈 매개에 의해 피브리노겐이 피브

린으로 변환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33,34 PAR-1에 트

롬빈이 결합하는 것은 혈전 형성에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혈

에는 필요로 하는 과정이 아니어서35-37 vorapaxar가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허혈성 질환의 위험만 줄일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vorapaxar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을 비교

한 연구(TRA 2P)에서 vorapaxar 투여군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발생이 약간 더 낮게 나타났으나, 뇌내출혈을 포

함하여 심각한 출혈이 일어나는 비율이 증가하여 연구가 조

기에 중단되었다.38 특히 뇌내출혈의 경우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환자들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맺음말

새로운 항응고제는 기존의 와파린의 단점을 보완한 약물

로서 심방세동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와파린에 

비하여 효과면에서는 비슷하거나 우월하며 출혈성 부작용면

에서는 비슷하거나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현재 

임상에서 일부의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 와파린에 비해 장점

이 많기는 하지만 출혈성 위험이 일부 환자군에서 많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과 적절한 해독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하며 향후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항혈소판제는 뇌혈관질환에서 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은 없으며 지금까지의 임상연구의 결과를 보면 

출혈 발생의 위험성이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뇌혈관

질환은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에서 심장혈관질환과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뇌혈관질환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임

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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